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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미국 경제 동향 】�

1) 5월 소비자신뢰지수 81.8, 전월대비 하락

 o 지난 16일(현지시간) 로이터 통신은 5월 소비자신뢰지수 예비치가 81.8을 기록, 

이번달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심리가 악화됬다고 보도 

  - 이는 시장 전망치인 84.5와 직전월치인 84.1을 하회하는 수준

 
 o 전문가들은 소득 증가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것을 원인으로 분석

  - 노동부에 따르면 4월 시간당 임금은 전년대비 1.9% 상승, 이는 금융위기 전에 

비해 매우 느린 상승 속도로 향후 미 경제성장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

지적도 있음

2) 하반기 주택시장, 경제 회복 ‘발목’

 o 지난 18일(현지시간) 마켓워치는 금년 미 경제의 성장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

주택시장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

 o 장기 부동산담보 대출 이자율이 지난 한 해 동안 1%p 가까이 상승했지만 

여전히  사상 최저 수준

  -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는 465만채로 연율 기준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, 

이는 역사상 최고치였던 2005년에 비하면 여전히 37%나 낮은 결과

  -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

왔으나 지난해 여름 이후 주택경기는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한 바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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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신규주택 판매의 경우 지난 1/4분기 연율 43만 4천 채로 지난해 4/4분기의 

44만 6천 채보다 소폭 감소, 이는 지난 2005년 전체 판매규모의 절반에도 

미치지 못하는 결과

3) 옐런 FRB의장, 금리 인상 시기보다 방법이 더 과제

 o 지난 18일(현지시간) WSJ은 옐런 미연준(FRB) 의장이 현재 떠안고 있는 가장 

중요한 과제는 금리인상의 시기가 아닌 방법이라고 보도

  - WSJ는 연준의 무차별 자산매입을 통한 금리 조정 탓으로 연준 금고에 쌓인 

각종 금융상품만 무려 2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

 o 이에, 옐런 의장은 최근 긴축에 나설 시기가 되면 1)IOER를 인상하거나 2)역레포를 

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

  
 o 한편, 연준에서 정책수단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오는 21일 공개되는 

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의사록에서 드러날 전망

1) IOER은 시중은행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준금의 초과분을 연준에 맡길 때 적용되는 금리로 
현재 0.25%

2) 역레포는 미연준(FRB)이 국채나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사들였던 부동산담보대출 증권 등을 향후 되사겠다는 조건 

하에 시중에 내다팔아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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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 경제 동향 】�

1) 런던, 뉴욕 제치고 세계 최고 금융허브로 부상

 o 지난 19일(현지시간) CNBC는 영국 런던이 뉴욕을 제치고 세계 최고 금융허브로 

올라섰다고 보도

  - 회계·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(PwC) 조사에서 런던이 

세계 최고 금융허브 도시로 뽑혔고, 뉴욕은 2위, 싱가포르는 3위를 기록

 o ‘기회의 도시 지수(The Cities of Opportunity Index)’로 불리는 이 조사는 

세계 30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연례 조사

  - 이는 세계은행(WB), 국제통화기금(IMF)을 비롯, 각국 또는 국제 기구들이 공개한 

자료를 토대로 작성

 o 또한, PwC 런던의 선임 파트너인 넬은 런던이 외국인 직접투자(FDI) 부문에서도 

2위를 차지하는 등 유력한 경제 도시로서의 명성을 잘 다져가고 있다고 언급 한 

바 있음

 
2) 중국 성장둔화에 철광석 값 급락, 20개월만에 톤당 100달러 하회

 o 지난 19일(현지시간) FT는 국제 철광석 현물 기준가격은 톤당 98.50달러로 전 

거래일보다 2.2% 하락했다고 보도

 
 - 벤치마크 가격이 100달러를 하회한 것은 2012년 9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

 o 전문가들은 철광석 가격 폭락의 이유로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가 대폭 

감소한 것을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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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돼 실제 수요가 감소, 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

하면서 암암리에 진행되던 철광석 담보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

 o 한편, 철광석 값 급락에 따라 전문 기관들은 철광석 가격 전망치를 하향조정

  - 맥쿼리는 지난주 , 3/4분기 철광석 평균 가격을 톤당 110달러에서 

100달러로 하향함

3) 유럽계 사모펀드 CVC, 4번째 아시아 투자펀드위해 35억달러 조달

 o 지난 19일(현지시간) WSJ는 유럽계 사모펀드인 CVC캐피털파트너스가 35억달러를 

조달해 4번째 아시아 투자펀드를 만들었다고 보도

  - 이번 투자펀드는 2008년 조성한 41억달러 규모의 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펀드

  - 자금조달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미국 중동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주로 

자금이 들어왔고 연기금과 국부펀드도 대규모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짐

 o 전문가들은 CVC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모펀드업계가 아시아를 타깃으로 

끌어 모은 뒤 집행하지 않은 투자금인 '드라이파우더'(dry powder)가 더 

증가하게 되었다고 지적

 o 또한, WSJ는 아시아 지역 내 드라이파우더가 급증의 원인으로 IPO(Initial 

Public Offering)시장의 침체,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시장 가운데 한 곳인 

중국에서의 기업 인수 어려움을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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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산업 ․시장 동향 】�

1) 구글 '디바이드' 인수, 기업용 모바일 시장 공략

 o 지난 19일(현지시간) 구글은 웹사이트와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 스마트폰을 

기업 업무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'BYOD(Bring Your Own Device)' 분야의 

신생 벤처기업 '디바이드'를 인수했다고 밝힘

  - 따라서 뉴욕에 본사를 둔 디바이드의 임직원들은 구글 안드로이드 팀에 편입될 예정

 o 디바이드는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기업 보안을 

확보하는 서비스로, 임직원들이 본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업무용으로 편리하게 

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BYOD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개발

 o 한편, 디바이스가 지금까지 구글 벤처스, 컴캐스트 벤처스, 퀄컴 벤처스와 

같은 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은 2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짐

2) AT&T, 디렉 TV 485억 달러에 인수

 o 지난 18일(현지시간) 미국 통신회사 AT&T는 위성TV 사업자인 디렉TV를 총 

485억달러에 인수키로 했다고 발표

  - 인수금액은 디렉 TV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67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짐

 o 전문가들은 AT&T가 이번 인수를 통해 TV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, 통신뿐만 

아니라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로의 변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.끝.


